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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다이아덴트는 치과 전문가들이 인정한 우수한 품질의 근관치료 제품, 소모품과 

치과기구, 장비 등 다양한 치과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127

개국 900여 딜러들에게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Endodontic 관련제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1985년에 설립된 (주)다이아덴트는 GUTTA PERCHA POINTS와 

PAPER POINTS를 주축으로 한 근관치료 관련 제품 생산을 시작,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ISO13485의 품질규격에 따른 엄격한 

품질관리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며 전세계에 

한국제품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Color coding 방식, Profile 용 .04&.06 Taper G/P, 

P/P의 개발, System NiTi Rotary File인 DIA-PT FILE, Gold Heat Treatment 

NiTi Rotary File인 DIA-X FILE의 개발과 장비 화학 분야의 대폭적인 R&D 투자 

확대를 통하여 무선 열연화 근관충전기 DIA-DUO(DUO-PEN&DUO-GUN)의 

개발, 출시와 케미컬 분야의 레진계 근관 밀폐용 실러인 DIA-PROSEAL, 수경성 

임시 수복재 e-TEMP, EDTA 제재인 DIAPREP PRO 등의 자체 개발과 성공적인 

론칭에 이어 2019년 광중합형 나노 컴퍼지트 레진인 DIAFIL과 흐름성 레진, 에칭제 

그리고 5세대 본딩제를 포함하는 제품군과 광중합형 임시 충전재인 DIATEMP와 

DIATEMP FLOW에 이르는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다이아덴트 임직원 일동은 보다 나은 치의학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새롭고 우수한 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 아낌없는 충고를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혁신을 위한 열정(Passion for Innovation)”으로 많은 분들께 항상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덴트 

대표이사 류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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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Dent’s innovative and reliable items, 

services and processes are recognized as the world’s brand, 

today DiaDent has been exporting them to over 900 dealers in 

127 countries all around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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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OT CANAL OB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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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우 컴포지트 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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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CANAL OBTURATION08 ROOT CANAL OBTURATION 09

DiaDent’s Millimeter Marked Gutta Percha Points & Paper Points

DiaDent Quality Assurance

DEVIATION FROM STANDARD (mm)

Comparative absorption of
Paper Points, by Brand

DIADENT PATENTS

·US Patent No. 6,004,133

·International Patents pending.

·European Patents No. 0964656

·United Kingdom Patents No. 0964656

·Deutsches Patents No. EP 0964656

HAND JIG ROLLING VS. MACHINE ROLLING

ML.029 MILLIMETER MARKED + LASER INSPECTED GUTTA PERCHA POINTS

M      - Millimeter Marked
 L      - Laser Inspected
.029  - Diameter Tolerance

ML.029

Millimeter Marked

Millimeter Marked

 DIA-PROISO.04/.06 
12,600

#08 ~ #80

ISO 제품 사이즈

#8~80, &Asst #15/40, #45/80 #90/140

포장단위

XF, FF, MF, F, FM, M, ML, L, XL & Asst XF/M

포장단위

120pcs.

- ISO13485의 품질규격에 따른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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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029 MILLIMETER MARKED + LASER INSPECTED GUTTA PERCHA POINTS

M      - Millimeter Marked
 L      - Laser Inspected
.029  - Diameter Tolerance

ML.029

Millimeter Marked

Millimeter Marked

 DIA-PROISO.04/.06 
12,600

#08 ~ #80

ISO 제품 사이즈

#8~80, &Asst #15/40, #45/80 #90/140

포장단위

XF, FF, MF, F, FM, M, ML, L, XL & Asst XF/M

포장단위

120pcs.

- ISO13485의 품질규격에 따른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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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P

DIA-PROT NEXT
15,000

DIA-PROT PLUS
12,600

DIA-PRO W
12,600

FEATHERED TIP
12,600

#XF/M

DIA-PRO W GOLD
15,000

DIA-PRO R
12,600

#25(A/B타입), #40, #50, Asst.#25/40/50(A/B타입)

DIA-PROISO .04/.06 PLUS 
8,500

#08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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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APERED PAPER POINTS

DIA-PROT
8,500

DIA-PRO R
8,500

DIA-PROT NEXT  
10,000

DIA-PRO W
8,500

DIA-PRO W GOLD
10,000

FEATHERED TIP
8,500

3~4

3~4
- 경화가 빠를수록 세포독성 노출 위험도 감소 
- 항온, 항습 37°C, 95% RH 유지조건에서 측정
- 작업시간 1시간, 경화시간 7시간

- 흐름성이 높을수록 우수한 성능 발휘  - 피막도가 낮을수록 분산이 잘됨

60

40

20

* 2019 다이아덴트 부설 연구소 시험 데이터

XXF, XF, F, M, C, XC & Asst.XXF/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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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TEMP™ 

 

DIATEMP™ FLOW

DIAPASTE™

NEW

NEW

DIATEMP™는 인레이와 온레이 케이스의 임시레진 충전, 크라운과 브릿지같은 보철물 Relining에 적용 가능한 광중합형 임시 충전재입니다.

DIATEMP™ FLOW는 우수한 흐름성으로 더욱 손쉽게 적용이 가능한 광중합형 흐름성 임시 충전재로, 인레이와 온레이 케이스의 임시레진 충전 또는 

크라운과 브릿지 같은 보철물 Relining에 적용 가능합니다. 

- 제거 시 한 조각으로 빠르고 쉽게 제거 가능

- 우수한 마모 저항성과 고강도로 치아의 형태와 저작력을 유지

- 시린지 형태의 제품으로 별도의 믹싱작업 없이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적용이 가능.

- 치아와의 뛰어난 결합력

- 파랑(Blue)은 구치구 사용에 적합

- 노랑(Yellow)은 전치구 사용에 적합

ㆍInlay, Onlay 케이스 

ㆍ우식 부위에 임시 충전

ㆍ모든 종류의 와동에 임시 수복 

ㆍ마진 부위의 실링

- 3g 실린지 3개

- 파랑(Blue), 노랑(Yellow)

광중합형 임시 충전재

광중합형 흐름성 임시 충전재

적   용

- 제거 시 한 조각으로 빠르고 쉽게 제거 가능

- 탁월한 흐름성으로 다양한 치아형태에 쉽게 적용 가능.

- 폭이 좁고 깊은 미세 사용공간의 실링에도 탁월한 적용.

- 외부 압력에 저항성이 강하고 내구성이 높아 일정기간 

   치아 형태와 저작력을 유지시켜줌.

ㆍ깊은 와동의 임시 수복

ㆍ미세 우식부위의 임시 실링

ㆍInlay, Onlay 케이스

ㆍ임플란트 시술시 Screw 부위의 임시 충전

- 1.8g 실린지 5개 + 일회용 팁 10개

- 파랑(Blue), 노랑(Yellow)

적   용

DIAPEX®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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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O-CLEAR™ EDTA 17% 액체형 근관세척제 NEW

Endo-Clear™는 투명한 액체 타입의 EDTA 근관세척제로 

치수조직과 상아질 잔사를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 손쉬운 근관 확대.

- 최고의 살균효과

- 상아질 탈회 및 도말층의 제거

- 상아세관 이물질의 제거

- 크림 제형보다 Apex까지 쉽게 도달

- 파일/리머 사용 시 우수한 윤활작용

100ml 1통 

포장(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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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5(녹색)

08

60,000

(.04-#50 히팅 콘덴서 170°C 기준) (170°C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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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PEN

- 나노 하이브리드 컴포지트 레진

- 플로우 컴포지트 레진

- 광중합형 본딩제

- 에칭제

- 무선 LED 광중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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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FIL™ 

COSMETIC & RESTORATIVES22

DIAFIL™은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사용 가능한 우수한 물성의 나노 하이브리드 컴포지트 레진입니다. 

압축 강도 굴곡 강도

굴곡 탄성률 수축률

우수한 물성의 나노필러

- 특수한 나노필러가 함유되어 최소의 광중합 수축으로 

   시술 후 치아의 지각과민의 염려가 없습니다.

강력한 압축강도와 마모 저항성

- 우수한 물리적 압축 강도와 마모 저항성으로 파절이나 

   2차 우식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오랜 기간 유지됩니다.

손쉬운 핸들링과 탁월한 색조 안정성

- 나노필러의 부드럽고 끈적이지 않는 점성으로 손쉬운 핸들링

- 균일한 투명성과 탁월한 색조 안정성으로 자연치와 유사한 심미적      

   효과로 최고의 시술 결과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뛰어난 방사선 불투과성

* 다이아덴트 부설 연구소 2018년 시험 데이터

  ●     Start Kit

- 컴퍼지트 레진 시린지 5개 (4g)

- 본딩제(5ml), 에칭제(3ml) 각 1개씩

- 액세서리: 일회용 브러시 팁 50개, 브러시 핸들 1개,

   믹싱웰, 믹싱패드, 시린지 팁 10개, 쉐이드 시트

  ●     Refill Package

- 4g 컴퍼지트 레진 시린지 1개

  ●     Capsule Type

- 0.25g 캡슐 20개

광중합형 나노 하이브리드 컴포지트 레진

START KIT A SET A1, A2, A3, A3.5, B2

A2, A3, A3.5, B2, B3

A1, A2, A3, A3.5, C2

SET

START KIT B SET

START KIT C SET

SHADE

A1, A2, A3, A3.5, A4, B1, B2, B3, C2, C3, A2O, A3O

SHADE

A1, A2, A3, A3.5, B2

SHADE

● ●

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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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적용 전치적용 ● 우수한 방사선 불투과성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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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동의 준비

시술부를 러버댐으로 격리 후 깨끗이 세척합니다.

6. 폴리싱 작업으로 마무리하여 줍니다.

5. 광중합

전 단계에서 적용한 컴포지트 레진을 20초간 광중합

처리(광출력 400mW/㎠이상)하여 줍니다.

4. 컴포지트 레진 적용

DIAFIL™(컴포지트 레진)을 2mm이하의 두께로 

적용하여 줍니다.

3. 접착

DIAPLUS™(본딩제)를 적용표면에 3회 연속 도포 후 

15초 유지합니다. 그 후 3초 동안 용매를 건조시킨 후, 

20초간 광중합하여 줍니다.

2. 에칭

DIAETCH™(에칭제)를 치아 적용표면 도포하여 

15초 동안 유지합니다.

15초 후 과량의 물로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세척합니다.

사용 방법 DIAFIL™ FLOW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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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흐름성 컴포지트 레진 

DIAFIL™FLOW는 우수한 흐름성으로 손쉽게 시술가능한 고강도 광중합형 흐름성 컴포지트 레진입니다.  

굴곡 강도

압축 강도

굴곡 탄성률

뛰어난 흐름성, 편리한 적용

- 최적의 점도로 적정한 흐름성을 가져 작업성이 우수.

- 직접 와동에 적용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한 사용 가능.

낮은 수축률과 높은 탄력성

- 우수한 물성으로 최소의 수축과 자연치아와 유사한 탄력성

다양한 케이스 적용

- Class III, V 또는 IV 의 직접 수복.

- Class I이나 Class II의 수복의 Liner/Base로 탁월.

- 미세균열 및 치경부 또는 치아경계면 실링에 적합

- 전/구치의 최소 삭제

뛰어난 방사선 불투과성

  ●     Refill Package

- 2g 플로우 레진 1개

- 일회용 팁 10개

  ●    DIAFIL FLOW 전치 적용 

  ●    Economic Package

- 2g 플로우 레진 4개

- 일회용 팁 40개

- 쉐이드 시트

A1, A2, A3, A3.5, B2, B3, C2, A2O, A3O

SHADE

Compressive
Strength

(MPa)

Flexural
Strength

(MPa)

Flexural
Modulus

(GP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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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PLUS™ 에탄올 베이스 5세대 본딩제

37% 인산 함유 에칭제

DIAPLUS™는 모든 직접 수복에 탁월한 One Bottle Type의 5세대 광중합형 본딩제 입니다.

DIAETCH™는 Dentin과 Enamel에 사용하는 Gel 타입의 산부식제입니다.

- 법랑질, 상아질과의 강력한 접착 효과

- 모든 케이스의 와동에 직접 수복 적용 가능

- 피막의 두께가 극미세하여 포세린, 아말감

   또는 컴포지트의 간접 수복에도 적합

- 에탄올 베이스로 우수한 접착기능 유지

- 5ml 본딩제 1병

다이아덴트 부설 연구소 
2018년 시험 데이터

- 법랑질과 상아질의 도말층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접착제 사용시 강한 접착력을 부여하도록 도와줍니다.

- 우수한 물성과 적정한 흐름성으로 뭉침현상 없이 손쉬운 적용. 

- 세척 후 잔존물이 남지 않아 쉽고 완벽하게 제거 가능.

- 안정적인 생체적합성.

접착 강도(MPs)

구  성

DIAETCH™ 37%

(Microphotographs of premolar, X1,000)

구  성

  ●     Economic Package

- 5ml 실린지 5개 + 일회용 팁 20개

  ●     Regular Package

- 3ml 실린지 2개 + 일회용 팁 10개

  ●     Refill Package

- 5ml 실린지 1개 + 일회용 팁 5개

D-LUX

60,000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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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엑스 파일

- 다이아 피티 파일

- 스테인레스 스틸 핸드파일

- 나이타이 핸드파일

- 게이트 드릴, 피소리머

- 핸드 스프레더, 핸드 플러거

- 플렉스 파일, 프로브 파일, 

   스파이럴 필러

- 다이아 콘덴서, 엔도링, 지피게이지

- 이리게이션 팁, 스테리엔도가이드 룰러,

   파일메저세트

- 이리게이션 실린지, 일회용 실린지 팁, 

   일회용 브러쉬

특수 열처리(GOLD HEAT TREATMENT)로 유연성을 향상시킨 국내산 근관 전용 파일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전문 평가기관 “Dental Advisor 사용자 선호도 88%, 5개 만점에 4개 +”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Dia-X File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DENTAL ADVISOR 사용자 선호도 88%
5개 만점에 4개    획득

파일 사용 전 항상 오토크레이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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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DONTIC INSTRUMENTS30 ENDODONTIC INSTRUMENTS 31

FILE HAND GRIP 파일핸드그립

  ●     DIA-X FILE과 DIA-PT FILE을 핸드파일 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핸드그립 
  ●     오토클레이브 가능
  ●     포장단위: 4pc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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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 충전 시 수직응축 용으로 사용

Stainless Sreel 재질

강도가 뛰어나 수직 가압에 사용하기 적합함

ENDODONTIC INSTRUMENTS32 ENDODONTIC INSTRUMENT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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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mm에서 27.5mm까지 0.5mm 단위로 파일 길이 측정 가능
● 길이 측정용 자(Endo Ruler)가 옆면에 따로 부착되어 있어 편리
●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
● 오토크래이브 가능
● 색상 : 파랑(BLUE)
● 크기 : 87mm×20mm×31mm
           (가로×세로×높이)

Curved
disposable

tips

DiaPex Plus, DiaPaste, DiaFlex

36 37ENDODONTIC INSTRUMENTS ENDODONTIC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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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ELLANEOUS ITEMS 39

- 알루미늄 엔도박스

- 엔도스탑, 메디카먼트 바틀

- 실리콘 컵

- 나이타이 아치 와이어, 엔도 쉐이핑/트레이닝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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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TYPE SQUARE TYPE 

4,700

18,800

MISCELLANEOUS ITEMS40 MISCELLANEOUS ITEMS 41

Round Type: Pkg. of 10

Rectangular Type: Pkg. of 10

.012 Upper/Lower(SE-D-12-U/L), .014 Upper/Lower(SE-D-14-U/L)

.016 Upper/Lower(SE-D-16-U/L), .018 Upper/Lower(SE-D-18-U/L)

.020 Upper/Lower(SE-D-20-U/L)

.016x.016 Upper/Lower(SE-R-1616U/L), .016x.022 Upper/Lower(SE-R-1622U/L)

.017x.022 Upper/Lower(SE-R-1722U/L), .017x.025 Upper/Lower(SE-R-1725U/L)

.018x.022 Upper/Lower(SE-R-1822U/L), .018x.025 Upper/Lower(SE-R-1825U/L)

.019x.025 Upper/Lower(SE-R-1925U/L), .021x.025 Upper/Lower(SE-R-2125U/L)

10,000

Round Type: Pkg. of 10

Rectangular Type: Pkg. of 10

.012 Upper/Lower(SM-D-12-U/L), .014 Upper/Lower(SM-D-14-U/L)

.016 Upper/Lower(SM-D-16-U/L), .018 Upper/Lower(SM-D-18-U/L)

.020 Upper/Lower(SM-D-20-U/L)

.016x.016 Upper/Lower(SM-R-1616U/L), .016x.022 Upper/Lower(SM-R-1622U/L)

.017x.022 Upper/Lower(SM-R-1722U/L), .017x.025 Upper/Lower(SM-R-1725U/L)

.018x.022 Upper/Lower(SM-R-1822U/L), .018x.025 Upper/Lower(SM-R-1825U/L)

.019x.025 Upper/Lower(SM-R-1925U/L), .021x.025 Upper/Lower(SM-R-2125U/L)

22,000

19,000

조작이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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